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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is a common, serious, and recurring mental disorder. The pathogenesis of depression in-
volves many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factor, genetic factor and alteration of structure and func-
tion in neurobiological systems. Increasing evidence supports that epigenetic alteration may be asso-
ciated with depression. The epigenetics is explained as the mechanisms by which environmental factor 
causes changes in chromatin structure and alters gene expression without changing DNA base 
sequence. DNA methylation and histone modification involving histone acetylation and methylation 
are the main epigenetic mechanisms. Animal studies have shown that stressful environment such as 
early life stress can leave persistent epigenetic marks in the genome, which alter gene expression and 
influence neural and behavioral function through adulthood. A potentially important gene in depres-
sion is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BDNF plays a central role in depression and anti-
depressant action. In studies of the rodent, exposure to stress at prenatal, postnatal, and adult stages 
alters BDNF expression through histone modification and DNA methylation of the BDNF gene which 
results in anxiety and depressive-like behavior. This review discusses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the epigenetic mechanisms that contribute to depression, particularly histone modification and DNA 
methylation of the BDNF gene, that may help in the development of new targets for depress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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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울증은 사망률과 유병률이 높은 흔한 정신질환으로써, 일

반 인구 중 약 10-15%가 일생에 한 번 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한

다[56]. 우울증은 우울감, 의욕이나 흥미 상실, 식욕 저하나 체

중감소, 수면장애, 과도한 죄책감, 무가치함, 집중력 저하, 자

살 생각을 보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52].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의 

발병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대규모 유전체 역학조

사에 따르면 유전적인 요인이 우울증 발병 원인의 약 40% 정

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그러나 유전체-전장-연

관 분석(generation-wide association study: GWAS)에서는 우

울증 발병에 크게 기여하는 재현 가능한 유전자 자리를 찾는

데 실패 하기도 하였다[7]. 일란성 쌍둥이에서 양쪽 모두 우울

증인 쌍의 확률은 50% 정도인데, 이러한 결과는 유전요인만으

로 우울증의 발병원인을 모두 설명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요인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우울증은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유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후성유전기전(epigenetic mech-

anisms)을 통하여 발병된다고 보고 하였다[53, 57]. 스트레스

에 의한 유전자 발현 변화에 관한 연구는 감정, 행동, 욕구 

및 기억 등을 관장하는 대뇌 변연계(limbic system)에서 오랫

동안 연구되어 왔고, 몇 개의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들 중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이하 

BDNF)가 스트레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후보유전자로 알려져 있다[16]. 본 종설에서는 BDNF 유전자

의 후성유전기전이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요인에 어떻게 영향

을 미쳐 우울증이 발병될 수 있는지 토론하고자 한다.

후성유 기

후성유전은 환경이 크로마틴(chromatin) 구조에 변화를 일

으켜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키는 

유전현상이다[61]. 이러한 현상을 유발한 외부 환경이 제거되

거나 수정되면 후성유전학적 변화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가역

반응이지만 세포분열 후에도 안정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 된다. 크로마틴 구조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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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cleosome structure and histone modifications at N-ter-

minal histone tails. (A) Nucleosome showing a DNA 

strand wrapped around a histone octamer composed of 

two copies each of the histones H2A, H2B, H3 and H4. 

The amino (N) termini of the histones face outward from 

the nucleosome complex [55]. (B) N-terminal tails can 

be posttranslationally modified, and all known mamma-

lian acetylation and methylation modification on lysine 

(K) residues on each tail are highlighted [53]. 

Fig. 2. Histone modifications regulated by stress or antidepres-

sant treatment. Illustration (top) indicates histone oc-

tomers in heterochromatin (left) and euchromatin (right), 

along with associated proteins and histone tail/DNA 

modifications. A, acetylation; P, phosphorylation; tail M, 

histone methylation; DNA strand M, DNA methylation. 

HDAC, histone deacetylase; HMT, histone methyl-

transferase; HAT, histone acetyltransferase; Pol II, RNA 

polymerase II; Trans. Factor, transcription factor [57].

인한 후성유전변화는 응축된 크로마틴을 열리게 하거나 닫히

게 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로마

틴이 열린 구조 일 경우 특정 유전자의 프로모터(promoter) 

영역에 전사조절인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유전자 발현이 증가

되는 반면, 닫힌 구조일 경우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 된다[55]. 

우울증에서 보여주는 우울 행동 징후가 후성유전변화로 인한 

전사 조절 장애로 나타난다고 여러 동물연구들에 의해 보고 

되었다[53, 57]. 이들 연구에 의하면, 생애 초기 스트레스(early 

life stress)가 게놈(genome)에 지속적인 후성유전표지를 남기

게 되고 성체가 되었을 때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켜, 신경과 

행동 기능에 영향을 미쳐 우울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

다[29, 33]. 우울증의 후성유전연구는 후성유전기전 중에서 가

장 대표적인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 히스톤 변형(histone mod-

ification)과 DNA 메틸화(DNA methylation)에 집중되어 있다

[44].

히스톤 변형

진핵세포의 게놈은 핵 안에서 고도로 응축된 구조인 크로마

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로마틴의 기본 구조 단위인 뉴클레

오좀(nucleosome)은 히스톤 H2A, H2B, H3, H4단백질 이량체

가 결합하여 8분자의 단백질 복합체인 중심 입자(core par-

ticle)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주위를 146 bp의 DNA 가닥이 

중심 입자를 2번 감고 있다(Fig. 1A) [8]. 히스톤 변형은 뉴클레

오좀의 히스톤 단백질 꼬리(N-terminal tail)에서 일어나는데, 

현재까지 아세틸화(acetylation), 메틸화(methylation), 유비퀴

틴화(ubiquitination), 인산화(phosphorylation), 수모화(SUM 

Oylation), ADP ribosylation과 같은 화학적 변형이 알려져 있

다. 크로마틴 리모델링에서 히스톤 아세틸화와 메틸화가 가장 

대표적인 화학적 변형이다.

히스톤 아세틸화와 메틸화는 히스톤 꼬리의 라이신 잔기

(lysine residue)에서 일어난다(Fig. 1B). 히스톤이 아세틸화 되

면 라이신의 양전하가 중화 되어 음전하를 가진 DNA와 히스

톤 단백질과의 결합이 풀어지게 된다[8, 12]. 이로 인해 특정 

유전자의 promoter내에 전사조절인자들의 결합이 쉽게 되어 

전사 활성이 증가되고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게 된다[8, 12]. 

반면, 히스톤 아세틸화가 부족하면 유전자 발현이 억제 된다. 

Histone acetyltransferases (이하 HATs)와histone deacetylases 

(이하 HDACs) 두 효소에 의해서 히스톤 아세틸화의 균형이 

조절된다(Fig. 2). HATs는 히스톤 아세틸화를 촉진시켜 유전

자 발현을 증가시키는 반면, HDACs은 히스톤의 탈아세틸화 

반응을 촉진시켜 전사 조절을 억제하여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

킨다[15, 58]. 히스톤 아세틸화가 전사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는 거와는 달리, 히스톤 메틸화는 일

어나는 라이신 잔기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을 증

가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예를 들어 히

스톤 H3의 4번째 라이신에 3분자의 메틸기가 결합되고(H3 



1538 생명과학회지 2018, Vol. 28. No. 12

A

B

Fig. 3. CpG DNA methylation. (A) Cytosine bases can be co-

valently modified by methylation at the 5’ position 

[https://www.quora.com/How-is-DNA-methylation- 

related-to-senescence]. (B) Methylation of DNA is anoth-

er method of epigenetic marking of the genomes, where 

a methyl group (shown as circle) is transferred to cyto-

sine in gene promoter regions that are rich in cyto-

sine-guanine dinucleotides (CpG islands) [23].  

Fig. 4. DNA methylation pathways. A family of DNA methyltransferases (DNMTs) catalyzes the transfer of a methyl group from 

S-adenyl methionine (SAM) to the fifth carbon of cytosine residue. DNMT3a and DNMT3b are the de novo DNMTs and 

transfer methyl groups onto naked DNA. DNMT1 is the maintenance DNMT and maintains DNA methylation pattern during 

replication. When DNA undergoes semiconservative replication, the parental DNA stand retains the original DNA methylation 

pattern. DNMT1 associates at the replication foci and precisely replicates the original DNA methylation pattern by adding 

methyl groups onto the newly formed daughter strand [32].

K4me3), H3의 36번째 라이신에 3분자의 메틸기가 결합되면

(H3K36met3)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며, 반면 H3의 9번째 라이

신에 3분자의 메틸기(H3K9met3), H3의 36번째 라이신에 3분

자의 메틸기(H3K36met3)가, 그리고 H4의 20번째 라이신에 3

분자의 메틸기(H4K20met3)가 결합되면 유전자 발현이 억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1B) [2, 21]. 히스톤 H2A와 H2B

에서도 몇 개의 라이신에서 메틸화가 일어난다고 보고되었지

만 이들의 기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히스톤 메틸화

는 histone methyltransferases(HMTs)에 의해 촉진된다[40].

DNA 메틸화    

DNA 메틸화는 CpG dinucleotide (시토신과 구아닌이 

phosphate 하나로 연결된 부위)의 시토신 염기의 5번째 탄소

에 메틸기가 결합하여 이루어 지는 분자과정이다(Fig. 3) [37]. 

적절한 시토신의 메틸화는 세포분화, X 염색체 불활성화, 그리

고 유전자 각인과 같은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4]. DNA 메틸화 과정은 DNA methyl trans-

ferases (이하 DNMTs)에 의해 조절된다. 일반적으로 DNMT1

은 세포분열 시 DNA가 복제되는 동안 메틸화 형태를 딸세포

에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DNMT3a와 DNMT3b는 비메

틸화된 이중 가닥 DNA에 새로운 메틸기를 결합시켜 de nove 

메틸화를 촉진시켜준다(Fig. 4) [32]. 포유 동물에서 DNA 메틸

화는 시토신과 구아닌의 비율이 높은 CpG island (이하 CpG

섬)라고 불리는 특정 영역에서 고농도로 발생한다[37]. 흥미롭

게도 인간 유전자 promoter의 50-60%에 CpG섬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형적으로 섬 밖에서 발견되는 CpG보다 훨

씬 낮은 정도로 메틸화 되어 있다[59]. 이러한 특정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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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to DNA methylation at CpG island. Many genes 

in the human genome have promoter upstream CpG-rich 

regions called CpG islands. DNA methylation of a gene’s 

CpG island represses gene expression [http://missinglink. 

ucsf.edu/lm/genes_and_genomes/methylation.html 

Potential of epigenetic therapies in non-cancerous con-

ditions].

Fig. 6. MeCP2 regulation of chromatin remodelling and tran-

scription. Transcription is suppressed in promoter re-

gions containing methylated CpGs that are bound by 

MeCP2, for example, in the promoter of the gene that 

encodes BDNF, as shown in panel above. MeCP2 binds 

methylated DNA and recruits chromatin-remodelling 

complexes that contain SIN3A (a transcriptional co-re-

pressor), BRM (a SWI/SNF-related chromatin-remodel-

ling protein) and histone deacetylases (HDACs). This 

leads to chromatin condensation owing to histone deace-

tylation, which results in a limited accessibility of the 

transcriptional machinery to promoter regions. When 

MeCP2 is not bound to methylated DNA (panel down), 

the complex that usually contains MeCP2, BRM, SIN3A 

and HDACs is not recruited [3].

promoter내의 CpG섬에서 발생하는 DNA 메틸화는 전사조절

인자의 결합을 억제시켜 gene silencing (해당 유전자의 발현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유발한다(Fig. 5) [37]. DNA 

메틸화로 인한 gene silencing 효과는 메틸화된 CpG에 결합하

는 methyl-CpG-binding 단백질들에 의해 조절된다[31, 38]. 이

들 단백질들 중 methyl-CpG binding protein 2 (MeCP2)는 

HDAC/ Sin3 복합체와 상호작용하여 유전자의 전사를 억제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6) [31].   

BDNF 유 자 발 의 후성유  조

우울증에서 BDNF의 역할

BDNF가 우울증의 병태 생리와 항우울제 치료 기전에 관여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우울증의 병태생리

에 관련된 뇌 영역 중의 하나가 해마(hippocampus)이다. 우울

증 환자에서 해마의 위축이 발견되며, 스트레스를 받은 설치

류 해마에서 신경세포발생(neurogenesis)이 감소되고, 신경세

포의 위축이 생기는 등 형태학적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항우울제 투여에 의해 회복된다[17, 28, 46, 49]. BDNF

는 스트레스와 항우울제에 대한 해마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17, 36]. 우울증 동물모델에 적용된 쥐의 

해마에 BDNF를 주입하면 항우울효과를 보인다[55]. 또한 급

성, 만성 스트레스가 BDNF 발현을 감소시키며, 항우울제 장

기 투여는 이러한 감소를 회복시킨다[50]. 우울증 환자들의 혈

청 BDNF 농도는 정상인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감소는 항우

울제 투여에 의해 다시 회복되었다[10]. 현재 임상에서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진 거의 모든 치료방법이 BDNF의 농

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DNF 유 자의 구조

BDNF 유전자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경우 

11개의 서로 다른 exons을 가지고 있으며 설치류는 9개의 서

로 다른 exons을 가지고 있다(Fig. 7) [9]. 제일 마지막 exon인 

exon IX가 BDNF 단백질을 위한 coding exon이며 나머지 

exon들은 non-coding exons (I~VIII)이다[57]. 각 Exon들은 다

양한 신경 자극에 따라 다르게 활성화되는 각각의 promoter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조절에 의해 각 BDNF mRNA tran-

scripts의 발현이 조절된다.

BDNF 유 자의 히스톤 변형 기

유소년기의 정신적 외상이 성인기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이 가설은 다양한 스트레스 동물모델 에서 BDNF 유전자의 

히스톤 변형을 통한 후성유전기전으로 설명된다. 임신 기간 

중 구속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 쥐에서 태어난 새끼 쥐가 성체

가 되었을 때 불안 및 우울 유사 행동을 보였는데, 이러한 행동 

양상은 해마에서 BDNF exons I, IV, VI, IX의 발현 감소와 

일치하였다[57]. 이러한 행동 양상과 발현 감소는 각 exon pro-

moter의 H3K14의 아세틸화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64]. 출생 후 생애 초기에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도 히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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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ructure of the human and rodent BDNF gene. Exons are represented as boxes and the introns as lines. Numbers of the 

exons are indicated in roman numerals and the size of exons. The 3′ coding exon (exon IX) contains coding region for 

the pro-BDNF protein [9]. 

변형에 영향을 미친다. 어미 쥐에서 새끼 쥐를 분리시키는 모

성 분리(maternal separation) 모델에 적용된 새끼 쥐가 성체

가 되었을 때 불안 및 기억 결함을 가진 우울 행동을 보였다[1, 

48]. 이러한 행동 변화는 해마의 exon IV promoter내의 히스톤 

H3와 H4의 아세틸화 감소로 비롯된 BDNF exon IV의 발현 

감소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1, 48]. 이들 연구에서는 스트

레스로 인해 감소 되는 히스톤 아세틸화 패턴이 HDAC의 발

현 증가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1, 48]. 우울증 

동물모델을 사용한 다양한 실험들에 의하면, 여러 종류의 

HDAC 억제제가 단독 또는 항우울제와 병용투여 되었을 때 

항우울효과를 나타내었다[13, 47, 62]. 이러한 HDAC 억제제 

연구결과들은 우울증 발병 기전에 있어 히스톤 아세틸화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어미 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

란 암컷 쥐의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에서 BDNF pro-

moter IV의 H3K9/K14 아세틸화가 감소되었으나, 교차 양육

(무관심한 어미 쥐에게 태어난 새끼 쥐를 사랑 많은 암컷 쥐에

게 양육)을 하였을 때 이러한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5]. 본 연구자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생애 초기 

스트레스(모성 분리)가 성체 기간의 스트레스 효과를 더욱 더 

악화 시켰는데, 여기에 히스톤 변형을 통한 BDNF 유전자의 

후성유전변화가 관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48]. 모성 분리를 

경험하고 성체 기간 구속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성체기간에만 

구속스트레스를 받은 쥐보다 훨씬 더 큰 HDAC 발현을 보여

주었다. 또한 BDNF promoter IV의 히스톤 H3과 H4아세틸화

도 더 많은 감소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HDAC5 발현 패

턴과 일치 하였으며, 더 많은 감소를 보인 BDNF exon IV 및 

전체 BDNF의 발현 패턴과도 일치하였다. 우울 유사 행동 검

사인 강제수영검사는 모성 분리와 성체 구속스트레스를 모두 

경험한 쥐에서 대조군에 비해 부동시간이 증가하는 우울 행동

이 나타났다. 요약하면, 생애 초기 스트레스로 인한 BDNF 유

전자의 후성유전변화가 성체기간까지 지속되어 성체 기간에 

구속스트레스를 함께 받았을 경우, 성체 기간에만 구속스트레

스를 받은 쥐보다 더 큰 후성유전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 할 

수 있다. 이는 유아기 때 유해환경을 경험한 성인이 스트레스

를 받으면 유해경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은 성인보다 훨씬 더 

우울증에 잘 빠진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따라서 히스톤 변형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효과는 출생 전과 출생 후 

생애초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체기간까지 지속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히스톤 변형은 항우울제 사용으로 인해 

회복 된다. 모성 분리 스트레스를 경험한 성체 쥐의 해마에서 

BDNF promoter IV의 H3 및 H4 아세틸화가 감소되었는데, 

항우울제 escitalopram을 투여하였을 때 HDAC 발현 감소와 

함께 히스톤 아세틸화가 다시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8]. 우울증 동물 모델 중 하나인 사회 패배 스트레스(social 

defeat stress)가 BDNF exon III 및 IV의 발현을 지속적으로 

감소 시켰으며, 이들 promoter에서 H3K27 메틸화를 강하게 

증가시켰다[54]. Imipramine의 장기 투여는 BDNF exons의 발

현 감소를 회복시켰으나, H3K27 메틸화 증가에는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못했다[54]. 그러나 imipramine은 HDAC5 발현

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들 promoter의 H3 및 H4 아세틸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54]. 살충제 등에 포함되어 있는 메

틸수은(methylmercury)에 출생 전부터 노출된 쥐의 해마에서 

BDNF 발현감소와 함께 BDNF promoter IV의 H3K27 메틸화

가 증가되었고, H3 아세틸화가 감소되었다[39]. 이 쥐에 fluox-

etine을 투여하였을 때, H3K27 메틸화에는 아무런 변화가 관

찰되지 않았지만, H3 아세틸화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39]. 

이들 항우울제들 외에도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valporic acid가 HDAC 활성을 억제하는 HDAC 억제제로 알

려져 있다. 이 약물을 1차 신경세포에 처치하면 직접 HDAC 

활성을 억제시켜 BDNF exon IV의 발현을 항상 시킨다고 알려

져 있다[63]. 

요약하면, 스트레스 환경은 히스톤 변형 패턴을 촉진시켜 

BDNF 발현을 억제시키고, 이들 패턴은 항우울제들에 의해서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12 1541

다시 회복 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설치류에서의 

연구결과들로 현재까지 우울증 환자에서 이러한 패턴이 보이

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우울증 환자에서 충분히 더 

연구되어야 한다.

BDNF 유 자의 DNA 메틸화 기

DNA 메틸화는 환경 조건의 변화에 반응하여 BDNF 발현

을 조절할 수 있다. BDNF promoter 영역에 DNA 메틸화가 

일어나면 전사 억제 복합체(HDAC/Sin3 complex)들이 결합

되고, 이로 인해 전사가 억제되어 BDNF 발현이 감소된다. 반

면, DNA 메틸화가 감소되면 이들 복합체들이 유리되어 전사

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 환경에서 배양된 쥐의 신경

세포에서 BDNF promoter VI 내에 CpG에 메틸화가 일어나

면, 이 위치에 metyl-CpG binding 단백질인 MeCP2와 HDAC/ 

Sin3가 결합하여 BDNF exon IV 발현이 억제된다(Fig. 6) [27]. 

반대로 신경세포가 탈분극 된 환경에서는 DNA 메틸화가 감

소되고, 이로 인해 전사 억제 복합체들의 유리가 일어나 전사

활성인자인 CREB이 결합함으로써 BDNF exon IV 발현이 증

가된다(Fig. 6) [27]. 

본 연구자의 연구에 의하면, 출생 후 모성 분리와 성체 스트

레스는 BDNF promoter IV에 결합하는 MeCP2의 양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8]. 이러한 결과는 BDNF exon IV의 

발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가 DNA 

메틸화 패턴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BDNF 발현을 변화시킴

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연구들도 다수 보고 되었

다. 출생 전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어미 쥐에서 태어난 

새끼 쥐가 21일이 되었을 때 해마와 편도체(amygdala)에서 

BDNF promoter IV의 DNA 메틸화가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는 80일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비슷한 연구

로, 포식자의 냄새에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 쥐에서 

태어난 새끼 쥐 역시 증가된 BDNF promoter IV의 메틸화로 

인해 BDNF 발현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51]. 이렇

게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 쥐에서 태어난 새끼 쥐들은 행동검

사에서 모두 불안과 우울 행동 양상을 나타내었다[26, 51]. 또

한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 쥐는 새끼 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새끼 쥐가 성체가 되었을 때 

증가된 DNA 메틸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29, 35, 41, 51]. 성체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해마에서도 BDNF promoter IV

의 DNA 메틸화가 증가되었으며, exon IV 발현 역시 감소되었

다[42].

이러한 DNA 메틸화 증가는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에 의해 

회복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NA 메틸화 억제제인 zebu-

larine이 어릴 때 학대 받은 쥐에서 BDNF promoter IV의 메틸

화를 성공적으로 감소시켰고, 아울러 BDNF exon IV의 발현을 

증가시켰다[41]. 이러한 결과는 기분장애 치료제인 lithium 및 

항우울제 paroxetine을 투여하였을 때도 나타났다[18, 20]. 

BDNF 유전자 외의 다른 유전자 연구에서도 항우울제들이 메

틸화 패턴을 역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5, 30, 45]. 

따라서, 스트레스 환경으로 인한 DNA 메틸화 패턴은 DNA 

메틸화 억제제 및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에 의해 회복되는 가

역반응으로 설명된다.

BDNF 유전자의 메틸화 연구는 promoter 영역에서만 한정

되어 있다. Promoter 밖에 있는 전사 조절 영역인 enhancer 

또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BDNF 유전자 주위의 enhancer에서 DNA 메틸화 변화를 분석

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DNA 메틸화 연구는 

설치류에서는 대부분 해마에서 이루어 졌지만, 우울증 환자에

서는 뇌라는 특성 때문에 혈액에서 분석되었다. 임상연구는 

BDNF promoter I과 IV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울증 환자에서 

DNA 메틸화가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어 있다는 다수의 연구

들이 발표 되었다[22, 34, 43].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샘플 

수, 항우울제 사용 유, 무에 따라 DNA 메틸화 패턴이 상의한

것으로 보였다[11, 14, 19]. 따라서 향후 이들을 교정한 독립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후성유전기전은 출생 전부터 시작하여 생의 전반에 걸쳐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조절된다. BDNF 

유전자의 히스톤 변형 및 DNA 메틸화를 통한 후성유전기전

은 스트레스와 항우울제로 조절되는 기전으로 밝혀졌지만, 스

트레스 취약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해마의 glucocorticoid 

receptor 유전자 및 시상하부 실방핵의 corticotropin releasing 

factor와 arginine vasopressin 유전자 등)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생애 전반에 걸쳐 스트레스 취약성

에 관여하며 후성유전적으로 조절되는 모든 유전자들을 확인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후성유전기전 연구

와 genome-wide 분석을 통한 RNA 발현 분석을 함께 조사해

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biomarker들이 개발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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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우울증의 후성유 기 : BDNF 유 자의 히스톤 변형  DNA 메틸화의 역할

박성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생의학융합교실, 백인제기념임상의학연구소)

우울증은 심각하며 재발하는 흔한 정신질환이다. 우울증은 환경 요인과 유전 요인, 그리고 신경생물학적 체계

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발병한다. 후성유전학적 변화가 우울증과 관련 된다는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후성

유전은 환경 요인이 크로마틴 구조를 변화시켜 DNA 염기 서열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전으로 설명

된다. DNA 메틸화와 히스톤 아세틸화 및 메틸화를 포함하고 있는 히스톤 변형이 주요 후성유전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 동물모델연구에서는 생애 초기 스트레스 같은 스트레스 환경이 게놈에 지속적으로 후성유전표지를 

남기게 되고 이로 인해 유전자 발현이 변화되고 결국 성체가 되었을 때 신경 기능이나 행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BDNF는 우울증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설치류가 출생 전, 후, 그리고 

성체 기간에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해마에서 BDNF 유전자의 히스톤 변형과 DNA 메틸화 패턴이 변화되고 이로 

인해 BDNF 발현이 변화된다. 이러한 과정은 불안과 우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종설에서는 BDNF 

유전자의 히스톤 변형 및 DNA 메틸화와 같은 우울증 발병에 관여하는 후성유전기전의 최신 지견에 대해 논의하

여 우울증 치료의 새로운 타겟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